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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원
안신원은 ERICA캠퍼스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이자, 박물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문화인류학과 홈페이지 참고(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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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1988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문학사
1994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고고학, 석사
2000 중국 Peking University(북경대학교) 고고학과, 박사

경력
2020 - 현재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32대 회장(연임)
2019 - 2020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31대 회장
2012 – 2014 : 경기도 문화재위원
2012 – 2012 : 한양대학교박물관장
2010 – 현재 : 한양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2010 - 2013 : 중부고고학회 운영위원, 평의원
2006 - 2007 : 한국고고학회 평의원
2003 - 2011: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2002 - 2009 : 서울경기고고학회 운영위원, 평위원
2000 - 현 재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대학원주임

동정
2019년 4월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장 [1]
2020년 11월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장 연임[2]

교내동정
2019.09 이달의연구자 선정

연구관심분야
중국문명의 기원, 청동기시대 생업경제,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기 민간인유해발굴, 고고학의 정치학

연구실적
강화군 시지정 문화재 위한 종합 정비 계획 사업(이달의연구자 2019.09[3])
안 교수는 강화군의 시 지정 문화재들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을 맡아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강화군 내 문화재를
올바르게 관리하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문화재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들도 연구 중이다.
안신원 교수팀은 대상 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보존계획 도출과 활용 방안 제시 등의 과업을 진행한
다. 각 사안별로 보수, 지정과 정비 등 중 어디에 더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도 제공한다

주요논문
2002, 「四川 三星堆 祭祀坑遺蹟 性格에 대하여」, 『샤머니즘 연구』 4,한국샤머니즘 학회
2002, 「中國의 《文物保護法》 최근 개정방향의 의의와 문제점」, 『博物館誌』 2, 漢陽大
學校博物館
2003, 「中國의 先史時代와 古代文明」,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문화교류』, 한국토지박물관
2003, 「試論朝鮮半島北部與中國中部地區靑銅文化的關係」, 『考古學硏究』 5, 科學出版社
2004, 「中國 圍溝墓의 기원과 기능」, 『韓國上古史學報』 44, 韓國上古史學會
2005, 「靑銅器를 통해 본 韓·中關係」, 『韓國先史考古學報』 11, 韓國先史考古學會
2005, 「中國 四川地方 考古學의 硏究現況과 課題」, 『四川文化』 1, 사천연구회
2006, 「商族의 起源과 先商文化」, 『고고학:시간과 공간의 흔적』, 학연문화사
2006, 「猿払村淺茅野舊日本陸軍飛行場强制連行犧牲遺骨發掘調査」,『2006年度 北海道考古學
會 遺蹟調査報告會資料集』, 北海道考古學會
2006, 「商代前期都城考」, 『先史와 古代』 44, 韓國古代學會
2008, 「초기 동경의 기원과 확산과정에 대한 연구」, 『단군학연구』 18,단군학회
2008, 「중국 매장문화재제도의 비판적 검토」, 『중국문화연구』 12, 중국문화연구학회
2008, 「유해발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미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고고학』 7-1, 서울경기
고고학회
2010,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고구려발해연구』 36, 고구려발해학회
2013, 「夏代 都城의 고고학적 고찰 : 二里頭 유적과 商代 前期都城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고학』 12-2, 중부고고학회
2013, 「古代 동아시아 船棺葬에 대한 小考」, 『고조선단군학』 28, 고조선단군학회
2013, 「日本 淺茅野 舊日本陸軍 비행장 건설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발굴」, 『비교일본
학』 28,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3, 「商代中期都城考」, 『선사와 고대』 38, 한국고대학회
2014,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토기문화와 중국 동북지방」, 『白山學報』 100, 백산학회

저서
2000, 『유물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푸른역사(공저)
2002, 『인문학 교수의 길과 삶』, 한양대학교 출판부(공저)
2004, 『하남의 문화유산』, 하남역사박물관총서2(공저)
2011, 『2011 매장문화재법의 두 가지 현안과 대안』, 혜안(공저)

수상
2018 제32회 안산시 문화상 수상

언론 활동
주석
1. ↑ <뉴스H> 2019.04.24 안신원 교수,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회장 선출
2. ↑ <뉴스H> 2020.11.27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0758
3. ↑ <뉴스H> 2019.09.22 안신원 교수, 강화군 시지정 문화재 위한 종합 정비 계획 사업 진행

